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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특장점 

 온도 보상회로 설계와 직선성 보정설계 

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물리량과선형보정 출력 

 RS485와 Modbus RTU 프로토콜 제공 

 금속 연결구로써 빠르고 쉽게 설치 

 산업용 수준의 고정밀 감지기로써 긴수명과 안정도 보장 

 

◎ 사용처 

 저장 창고/ 냉장고/ 농산물/ 식품산업 

 산업공정/ 공기 조화/ 환경 배기조절 감시 

 병원/ 제약사/ 섬유 산업에서 온도와 습도 측정 

 건물/ 공장/ 클린룸/ 연구소/ 기상대의 환경 감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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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M86/87 다기능 이슬점 전송기   기술 자료 

[ 입력 신호 ] 

• 입력신호 형태: 용량성 습도 감지기와 PT 100 Ω 

 

[ 출력 신호 ] 

• 출력: 0~ 20 mA/ 4~20 mA/ 0~1 VDC/ 0~5 VDC/ 0~10 VDC 

• 신호선 연결: 3선식 

• ModBus: RS485(설정 가능) 

• 정확도(@+25℃): 온도: ±0.15℃±0.002℃ *tactual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점: ±3dp℃±(0.02%F.S/℃) 

• 본체의 온도 영향 (@+25℃): 0.02%F.S./℃ 

• 부하 저항: 전류 출력 최대: 500Ω 

                   전압 출력 최소: 10KΩ 

• 출력 교정(영점과 범위): 소프트웨어 

• 반응시간 t90): <30S(SUS 소결 여과기) 

     (온도+25℃ ; 풍속 ≧1m/s <20S(금속 망 여과기) 

• 표시기 형태: 후광이 있는 LCD 모듈, 두줄 표시기 

• 표시기 범위: 주문 시 소수점 2 자리 

• 글자 크기: 5.56mm 

 

[ 환경 ] 

• 측정 매체 : 공기 

• 본체의 동작 온도: -20∼ +60℃ 

• 본체의 동작 습도: 0∼ 95%(비이슬) 

• 액정 동작 온도: 0∼ 60℃ 

• 탐촉자 동작 온도:  -40∼ +80℃ 

• 보관 온도: -25∼ +60℃ 

• 탐촉자 내압: 10 bar 

[ 인증 ] 

• CE 인증: EN 61326-1:2006、EN 61326-2-2:2006 

                 Emissions 

                 EN55011:2009 / A1:2010 

                 Immunity 

                 IEC 61000-4-2:2008 

                 IEC 61000-4-3:2006 / A1:2007 / A2:2010 

                 IEC 61000-4-8:2009  

 

[ 전기적 ] 

• 공급 전원: 8∼ 35VDC/ 12∼30VAC 

• 소비전력: DC 24V: 60mA/ DC 12V: 120mA 

                   AC 24V: 140mA/ AC 12V: 230mA 

• 전기적 연결구: M12 연결구(4P 또는 8P) 

 

 

[ 설치 ] 

• 금속 연결구: R1/2” 

• 보호급수: 본체: IP65(탐촉자: IP20) 

• 전기적 보호: ◎ 극성보호 ◎ 전압보호 ◎ 회선보호 

 

[ 재질 ] 

• 외함: 알루미늄 합금 

• 탐촉자: S.S(SUS304)+PTFE 

• 배선: 테프론 

• 별매: 금속연결구/ 금속 플랜지/차폐(옥외) 

• 무게: THM86: 521g/ THM87: 635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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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다기능  이슬점 전송기 THM86/87 

물리량 부호 최소 최대 단위 

온도 T -80 80 ℃ 

노점 D -80 60 dp℃ 

상점 F -80 0 fp℃ 

절대습도 V 0 32767(아날로그) ppm/v 

절대습도 G 0 32767(아날로그) ppm/w 

[ 측정 범위 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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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적 연결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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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다기능  이슬점 전송기 THM86/87 

【M type (M12-4PIN 금속연결구 】RS-485 또는 아날로그 

【M type (M12-8PIN 금속연결구 】RS-485 + 아날로그 

 아날로그 배선도 RS-485 배선도 

M12  
연결구 

공급 
전원 

8~35 VDC & 
12~30 VAC 

 [ M형(4P) ] 

공급 
전원 

8~35 VDC & 
12~30 VAC 

 [ M형(4P) ] 

 아날로그+RS485 배선도 

공급 
전원 

8~35 VDC & 
12~30 VAC 

HOST 
(Rs485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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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다기능  이슬점 전송기 THM86/87 

 제품 크기 

THM86(벽부형)  THM87(원격형)  

M12 금속성 조임 나사 
또는 M16 금속성 배선 조임쇠  

M12 금속성 조임 나사 
또는 M16 금속성 배선 조임쇠  

주문길이 
선두꼐: 5.3mm 
 

S.S 철망식 금속망 여과기 
또는 S.S소결 필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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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다기능  이슬점 전송기 THM86/87 

 주문방법 

방식 THM 87 - T 30 1 D 14 1 - D M M 2 

설치 
덕트형 86 - 

원격형 87 - 

물리량 출력 1 

온도 T 

이슬점 D 

서리점 F 

절대습도(ppm/ v) V 

절대습도(ppm/ w) G 

RS-485(기본이슬점) N 

범위설정 Y 

물리량 범위 1 
 
 

-40~ 80 ˚C 20 

0~ 50 ˚C 30 

0~ 80 ˚C 38 

-20~ 40 dp ˚C 13 

-40~ 60 dp ˚C 14 

-60~ 20 dp ˚C 17 

-80~ 20 dp ˚C 19 

-60~ 60 dp ˚C 60 

물리량 범위 목록으로 00 

물리량 범위 선택 YY 

신호 출력 1 

4~ 20 mA 1 

0~ 20 mA 2 

0~ 10V 6 

0~ 5V 7 

0~ 1V 8 

RS-485 9 

범위설정 Y 

물리량 출력 2 

온도 T 

이슬점 D 

서리점 F 

절대습도(ppm/ v) V 

절대습도(ppm/ w) G 

RS-485(기본이슬점) N 

범위설정 Y 

물리량 범위 1 
 

-40~ 80 ˚C 20 

0~ 50 ˚C 30 

0~ 80 ˚C 38 

-20~ 40 dp ˚C 13 

-40~ 60 dp ˚C 14 

-60~ 20 dp ˚C 17 

-80~ 20 dp ˚C 19 

-60~ 60 dp ˚C 60 

물리량 범위 목록으로 00 

물리량 범위 선택 YY 

신호 출력 2 

4~ 20 mA 1 

0~ 20 mA 2 

0~ 10V 6 

0~ 5V 7 

0~ 1V 8 

RS-485 9 

범위설정 Y 

표시기 있음 - X 

없음 D 

전기적 연결구 M12 금속연결구 M 

여과기 S.S 철망식 금속망  M 

소결 필터 S 

원격 선 2m 테프론 배선 2 

기타 길이 - 

별매/기타요구사항 기타요구 사항(주문규격) W 

RS-485+아날로그 U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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